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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복잡계를 여러 분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역시 다양한 현상이 

상호작용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잡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된 사건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 및 

실내공간 역시 여러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

이고 있다.

과거 공간분석은 오랜기간 정착해온 공간구문이

론 및 구조분석에 의지하여 사회학적인 관점 및 수리

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 공간의 

대규모화와 다양한 의사결정에 따르는 불확실성 하

에서의 예측성으로 인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확률계

획법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수리계획법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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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되는 방법으로 경영과학 및 기업경영 등 합리적 

결정을 위한 분석기법의 적용으로 복잡계 해석방법

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균수명 증가와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기적 건강검진의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건강

검진센터를 대상으로 보행자모델 시뮬레이션을 활

용하여 실제 공간에의 적용과 효율성을 검증해보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분석모듈을 개발하여 보행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적 데이터를 얻고, 건강검진센터 공간모델의 문

제점을 발견하여 대안방안을 마련 후 비교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보행자모델 시뮬레이션 설계를 위해 건

강검진센터의 관련문헌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검진프로세스 및 소요시간을 설정한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위해 공간모델과 절차모델

을 설계하고 평균 소요시간 측정 및 공간밀도 분석을 

위한 분석모듈을 개발한다.

세 번째, 네트워크 구조분석, 공간구문이론의 통합

도 분석, 대기열(Queue)분석의 세 가지 분석을 바탕

으로 공간모델의 리스크를 발견하고 대안모델을 개

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네 번째, 대안모델 그래프 및 지표를 바탕으로 행

위자효율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공간밀도변화와 소

요시간 분석을 실시한다.

보행자모델 시뮬레이션은 서비스 프로세스와 행

위자의 속성부여가 중요하나, 본 연구는 오직 공간에

만 변수를 두고 시뮬레이션의 실제공간 적용가능성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측성과 공간의 적용가능성

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특성부여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간이용행

태 및 행위자 속성은 연구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2. 건강검진센터  프로세스 및 개요

2.1 건강검진센터 정의 및 목적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의 변화,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증가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0년, 평균 건강수명 72세를 목표로 

정하고 종합건강증진계획을 추진,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은 곧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확산

되었고, 기존 병원에 속해있던 건강검진센터가 별도

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1].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 평가사업

을 통해 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검진기관 수준에 맞추어 규제강화를 하되,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총체적이고 보다 객관적 평과와 관리

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2].

이러한 사회적 변화 및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검

진기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

문화된 건강검진센터가 독립적 의료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해 검진센터의 질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2 건강검진센터 프로세스 및 소요시간 설정

국가건강검진 프로세스는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고시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진항목과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다. 또한 검진순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

지 않으므로 검진센터 및 병원의 공간적 편의와 검진

종류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고시한 건강검진센터 검

진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정지희[3], 한승우[4], 송승

언[5]의 건강검진센터에 관한 연구의 문헌고찰을 통

해 건강검진센터의 수검자 동선 및 건강검진프로세

를 남녀별로 재정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Fig. 1

과 Fig. 2와 같다.

2.3 보행자 모델 시뮬레이션

건축분야의 공간분석은 주로 공간의 물리적 속성

에 기반을 두고 공간의 위상구조를 규명하고자 발전

해왔다. 현대사회의 사회구조변화와 복잡화된 공간

들이 수많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인 현상들로 이루

어져 있는데 반해, 기존 학계에 정착되어 있는 공간

구조이론(Space Syntax)는 오직 공간의 연결관계만 

고려할 뿐, 다양한 변수와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행

위자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복

잡계 이론을 공간특성 분석방법으로 제시하여 시뮬

레이션에 따른 실시간 피드백과 리스크 파악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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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 분석에 있어 시뮬레이션을 통한 보행자 모

델 분석은 기존 공간분석이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요

소들의 개별적인 속성과 관계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간이 수반하게 되는 다양한 변수조절을 

통한 새로운 시각적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가변인자들 간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통한 창발현상(emergence phenomenon) 혹은 자기

조직화(self organization)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다시 말해 일련의 경향성 분석의 개념을 함의하

고 있다[6].

시뮬레이션의 구현방법은 먼저 대상시스템에서 

구성요소들의 속성과 규칙을 관찰한 후 다수의 간략

화된 주체인 행위자를 설정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을 이용하여 환경과 공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

하며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난 현상이 실제 

현상과 부합할 때까지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한 

모형을 얻게 된다[7].

본 연구의 분석에는 Anylogic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으며, 프로그램 구동화면은 다음 Fig. 3과 같다.

3. 시뮬레이션 분석 모델

3.1 건강검진센터 시뮬레이션 분석모델 및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인 행위자효율 평가를 위해 현재 

실제 존재하는 건강검진센터의 도면을 활용하여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보행자 모델 시뮬레이션은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과 달리 공간모델(평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따

라서 공간모델과 절차모델(Process Modeling Li-

brary)이 시뮬레이션을 위해 한 쌍을 이룬다.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공간모델과 절차모델(PML)

은 위의 Fig. 4와 같다.

물론 공간모델과 절차모델 외에 행위자의 특성 또

한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뮬

레이션을 통한 공간모델과 절차모델 분석을 기초로,

공간효율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행위자

에게 기본 속성 외에 별도의 특성을 부여하지 않았으

므로 행위자 자체가 분석에 있어서 변수가 되지 않는

다.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변수는 공간 레이아웃(배

치), 수용인원 두 가지에 변수를 두었으며, 보행자 모

Fig. 1. Man’s Process.

Fig. 2. Woman’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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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분석어플리케이션은 Anylogic 8.1.0을 이용하였

다. Anylogic은 수학적 접근과 객체지향형 분석 프로

그램을 가지며,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

는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므로 다양한 예측모형개발

에 용이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적용한 

Anylogic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위자 분석 어플리케

이션들이 밀도측정루틴과 시간측정 모듈을 지원하

지 않기 때문에, Java코드와 PML을 이용하여 자체

적 코딩과 모듈개발을 통해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Heatmap 도출, 전체공간에 대

한 인원수 측정 및 밀도분석, 대기공간의 인원측정 

및 밀도분석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보행자 초기속도(uniform 함

수)는 0.3～0.7m/sec, 정규속도(uniform 함수)는 0.5

～1.0m/sec, 보행자의 크기(uniform 함수)는 0.4～

0.5m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은 건강검진센터의 1일 기준 진료시간

을 바탕으로 8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에 유입되

는 인원은 실제 시간당 검진인원과 1일 검진인원 산

정기준을 토대로 1시간에 5명씩, 8시간동안 40명의 

수용인원을 시작으로 20명씩 증가시켜 100명까지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3. Simulation Driving Screen.

Fig. 4. Spatial Model and Proced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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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검진센터의 남녀 검진프로세스가 상이

한 것을 미루어, PML의 보행자 비율은 다음 Table

1의 ‘국가건강보험공단 2015건강검진통계연보 제Ⅰ

-1표 직역별 성별 일반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을 참고하여 비율을 산정하였다.

3.2 건강검진센터 시뮬레이션 분석모듈

3.2.1 평균 소요시간 분석모듈

이벤트의 발생은 PedSource를 시점으로 보행자를

발생시켜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루틴입력(Actions)

에 “ped.timeAdmitted=time();”으로 설정하고 pe-

destrian 설계에 parameter를 설치하여 Default val-

ue가 “timeAdmitted”를 추적하도록 하였다.

또한 PML의 마지막인 종점(sink)의 루틴에 “hist

LOS>add(time()-ped.timeAdmitted);”으로 설정하

여 행위자가 검진센터의 모든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까지 걸리는 시간데이터(second)를 도출할 수 있도

록 분석모듈을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다음 Fig. 5과 같이 

분포그래프와 전체 보행자의 평균 소요시간이 산출

되었다.

3.2.2 공간밀도 분석모듈

레이아웃 및 수용인원 변화에 따라 대기공간의 인

원과 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공간에 전체의 

node(waiting_area1)와 대기공간 내에 있는 내시경 

준비실, 의학상담실, 신체계측실의 소요실공간 node

(waiting_area2)를 구현하였으며, 분석모듈은 다음 

Fig. 6과 같은 형식으로 그래프화 시켜 데이터를 추

출하였다.

이는 대기공간 전체 데이터에서 소요실의 데이터

를 제외하기위하여 두 개의 node를 설치하고 대기공

간의 데이터만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ylogic에

는 설치된 node의 보행자 식별과 면적당 밀도데이터 

분석을 위해 Pedestrian Library에 있는 Area

Descriptor Block를 사용하였다.

Area Descriptor란 정의된 node 내에서 보행자에 

대한 rule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요소

이다. 생성된 데이터는 전체대기공간-소요실공간을 

최종적으로 도출하며 위의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불

러와 최종 데이터를 얻는 방식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

였다.

3.2.3 데이터 추출

최종 분석데이터는 시뮬레이션 8시간 기준, 28800

초에 해당하는 raw data를 밀도는 100초당 하나씩 

생성하게 하여 총 288개의 데이터가 도출되도록 설

정하였으며, 소요시간은 2880단위로 나누어 10개 구

간에서 생성되게 하였다.

생성된 데이터는 엑셀파일로 덤프시켜 수집하였

으며, 확률계획법에 기초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의 특

성에 적합하도록 통계처리를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1. General Health Screening Beneficiaries and Statistics (Unit: Person)

The 1st step screening test The 2nd step screening test

Division
Number of Eligible
Individuals

Number of Actual
Examinees

Number of Eligible
Individuals

Number of Actual
Examinees

Total

Total 17,356,727 13,213,329 1,279,098 464,366

Male 9,231,115 7,152,110 867,850 338,919

Female 8,125,612 6,061,219 411,248 125,447

Fig. 5. Lead Time Analysis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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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간레이아웃에 따른 대안모델 개발

3.3.1 공간모델의 리스크 분석

그래프 분석이론은 공간을 다루는 분석법에 있어

서 부수되는 인자를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단위공간

간의 연결관계 만을 고려하는 매우 가치중립적인 입

장을 취하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며 정량적 

데이터 도출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오랜 시간 학계

에 정착되어 왔다. 방향전환과 공간의 연결이라는 척

도를 정량화된 지표를 이용하여 공간관계와 특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노드 간의 연결관계를 이용하여 

연결도, 통제도, 전체통합도, 국부통합도 등의 분석

지표를 통해 공간구조의 위계 및 특징을 나타낸다.

전역지표 중 하나인 전체통합도는 공간위상과 밀접

한 관련을 갖으며, 공간구문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의

미를 갖는 지표이기도 하다. 통합도가 큰 공간은 이

론적으로 전체 공간 내에서 위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정 단위공간의 통합도가 낮으면 그 

공간으로부터 다른 모든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필요

한 이동과정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8].

공간구문이론 분석어플리케이션은 서울대학교 

건축도시공간 연구실에서 개발된 S3cube Convex

Analyzer를 이용하였으며, 리스크 분석을 통한 대안

모델 개발을 위해 전체통합도의 지표를 활용하여 레

이아웃을 재배치하였다.

위의 Fig. 7과 같이 공간구문이론 분석결과, 검진

프로세스를 위해 수검자가 거치는 공간은 총 25개 

실이며, 이를 27개의 단위공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전체통합도의 결과는 위의 Table 2와 같

다.

수검자가 거치는 검진실을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

하여 보았을 때, 영양상담실(Int.=0.849), 안압, 안저 

청력검사실(Int.=0.715), 심전도 검사실(Int.=0.605),

체력측정 신체기능 평가실(Int.=0.723), 폐기능 검사

실(Int.=0.605)의 통합도가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통합도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와 더불어 네트

워크 구조 분석을 통해 Risk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대안모델을 개발하였다.

(Whole Waiting Space) - (Examination Space)

Waiting Space Personnel

Waiting Space Density

Fig. 6. Waiting Space Personnel and Density Analysis Module.

Fig. 7. Space Syntax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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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는 순환구조로 되어 있어야하며, 수

검자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센터를 한 바퀴 돌고나

면 검진이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만 수검자나 검

사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9].

검진프로세스 중 초기에 실시하는 채혈, 채뇨 등

의 소요실이 검진센터의 가장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 

수검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사의 마지

막에 실시하는 영양상담과 진찰실을 가까이 두어 수

검자의 공간인지 및 동선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 Fig. 8과 같이 공간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수용인원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

션 결과, 비교적 통합도가 낮게 나타났던 안압·안저 

청력검사실에서 대기열(Queue)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수검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불편요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되

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3.3.2 대안모델 개발

검진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영양상

담을 수검자가 직접 거치지 않는 결과정리실과 배치

를 바꾸어 대안모델을 설계하였다. 또한 실배치 변화

Table 2. Analysis of Integration

Node Int. Space Node Int. Space Node Int. Space Node Int. Space

no.1 0.949 Toilet(Woman) no.16 0.918 Washing Room no.32 1.076
Gynecology

Ultrasonic Room
no.47 0.605

Pulmonary
Function
Test Room

no.2 0.949 Toilet(Man) no.17 1.250 Corridor no.33 1.076 Ultrasonic Room1 no.48 0.723
Assessment of
Physical Fitness

Room

no.3 0.949
Specimen

Collection Room
no.18 0.918

Endoscopy
Room 3

no.34 1.088
Ultrasonic
Room2_1

no.49 0.914 Corridor

no.4 0.949 Doctor’s Office1 no.19 0.918
Endoscopy
Room 2

no.35 1.562 Corridor no.50 0.983
Changing

Room(Woman)_2

no.5 0.949 Doctor’s Office2 no.20 0.918
Endoscopy
Room1

no.36 1.167 Corridor no.51 1.082 Corridor

no.6 0.949 Doctor’s Office3 no.21 1.364 Corridor no.37 0.715
Intraocular
pressure,

Hearing Test
no.52 1.076 Corridor

no.7 0.949 Information no.22 1.777 Corridor no.38 0.901 Corridor no.53 1.537 Corridor

no.8 0.949 Waiting Area no.23 0.983
Preparing
Endoscopy

no.39 1.088
Breast

Tomography
Room

no.54 0.949 Empty Space

no.9 1.309 Corridor no.24 1.107
Medical

Consultation
no.40 0.828 Control Room no.55 0.918

Recovering
Room

no.10 0.849
Nutrition

Counseling Room
no.25 1.107

Measuring
Room

no.41 1.107
Breast

Tomography
Room_1

no.56 1.266 Corridor

no.11 1.126 Corridor no.26 1.196 Corridor no.42 0.838
Breast

Tomography
Room_2

no.57 0.734 Corridor

no.12 0.849 Office no.27 1.827 Corridor no.43 1.100 Decipher Room_1 no.58 0.828
Ultrasonic
Room2_2

no.13 1.174 Toilet no.28 1.628 Corridor no.44 0.846 Decipher Room_2

no.14 1.113 Corridor no.30 0.940
Consequence
Room

no.45 0.853
Mammographie

Room

no.15 1.601 Corridor no.31 1.107
Changing
Room(Man)

no.46 0.605 ECG Room

Fig. 8. Simu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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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순환구조가 되게끔 하였으며, 진찰실과 가까

이 두고, 탈의실과 가까이 두어 검진마무리에 있어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또한 안압,안저 청력검사실과 심전도 검사실, 체력

측정 신체기능 평가실은 다음 절의 대안모델 개발에 

반영하여 모델을 재배치하였으며, 다음 Fig. 9와 같

다.

네트워크 구조상 비교적 긴 직선거리를 보이고 있

는 화장실 및 채혈실을 검진프로세스를 시작하는 탈

의실, 의학상담실 및 신체계측 공간과 가까이 두어 

수검자들이 바로 채혈 및 채뇨를 할 수 있도록 재배

치하였다.

초기에 실시되는 검사소요실이 검진센터의 안쪽

에 배치될수록 수검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구조와 수검자의 동선인지를 고

려하여 진찰실 3개 공간과 화장실(남), 화장실(여),

채혈실의 소요실을 배치를 서로 바꾸어 다음 Fig. 10

의 대안모델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구문이론에서 낮은 통합도 값을 

나타냈던 심전도 검사실, 체력측정 신체기능 평가실

을 비교적 높은 통합도를 보이고 있는 부인과 초음파

실(Int.=1.076), 초음파실1(Int.=1.076), 초음파실2(Int.=

0.849)의 소요실 위치를 재배치하여 다음 Fig. 11과 

같이 대안모델을 개발하였다.

안압․안저 청력검사실, 심전도 검사실, 체력측정 

신체기능 평가실의 위치를 초음파실과 재배치 함으

로써 수검자들이 검진프로세스 중 초입에 해당하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넓은 대기공간이 마련

되도록 하였다.

4. 행위자 효율 평가 비교분석

4.1 Heatmap을 통한 정성적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히트

맵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공간모델 및 대안모델

별, 인원변화에 따라 공간의 밀집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Spatial Model(이하 SM)에서는 인원수 증가에 따

라 회복실과 남자탈의실, 안압·안저 청력검사실에서 

공간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검자 동선을 위하여 영양상담실과 결과정리의 

배치를 바꾼 Alternative ModelⅠ(이하 AMⅠ)에서 

역시 SM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수검자의 

원활한 동선효율성을 위해 설계한 대안모델이므로 

이와 같은 양상이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Alternative ModelⅡ(이하 AMⅡ)에서는 프로세

스의 마지막에 경유하는 진찰실과 채혈실 및 화장실

의 배치를 변화하여 분석하였다. AMⅡ 역시 SM와 

AMⅠ의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Fig. 9. Alt. ModelⅠ.

Fig. 10. Alt. ModelⅡ.

Fig. 11. Alt. Model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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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ModelⅢ(이하 AMⅢ)는 앞서 분석한 

세 개의 모델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초음파실에서 

비교적 높은 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간모델에 다양한 이론 및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대안모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분석 및 데이터 도출을 목적으로하는 실증적 연

구이자 실제공간 분석을 위한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

한 것으로 대안모델이 무조건 최적의 해는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성적인 히트맵 분석만으로는 공간특

성 및 비교평가를 위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제한이 있으므로, 시간별로 측정한 공간밀도변화와 

보행자의 소요시간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 분석을 수

행하였다.

4.2 대기공간 밀도변화 비교분석

서비스의 용량에 대한 계획 및 분석은 대개 대기

행렬이론(Queuing Theory)에 의존한다. 대기행렬이

론은 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대기행렬을 분석하며,

대기행렬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객들이, 확률적

으로 도착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발생한

다[10]. 대기시간이라 하면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준

비가 되어 있는 시간으로부터 서비스가 개시되기까

지의 시간으로, 대기를 줄일 수 있는 적정한 제공자

가 있어야 한다. 통계청(2010)이 발표한 사회통계조

사에서 의료서비스 이용고객의 불만요인 중 대기시

간은 진료비와 치료결과 미흡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고객은 대기행렬의 길이로 서

비스 품질을 판단하고 과다한 대기는 고객에게 서비

스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여러 형태

의 대기 문제가 존재하지만 서비스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고객의 대기이다. 이는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문제까지를 유발하고 서비스

의 품질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12]. 병

원에서는 대기비용과 서비스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

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는 곧 병원서비스의 

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행렬 

이론을 근간으로 시스템을 좌우하는 수검자의 잠재

적인 숫자에 변수를 두고, 공간모델의 공간밀도 변화

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보행자 시뮬레이션

을 통한 공간모델별 공간밀도 변화분석을 통한 변화

Table 3. Analysis of Pedestrian Model Heatmap according to Spatial Properties

40 persons 60 persons 80 persons 100 persons

Spatial

Model

Alt.

ModelⅠ

Alt.

ModelⅡ

Alt.

Model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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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나타낸 그래프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공간밀도 변화그래프는 8시

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정구간에서 수렴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앞의 2.3.절에서 

언급하였던 창발현상 및 자기조직화의의 일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정성적 분석을 통해 그래프에 나타난 수렴현상의 

발견과 더불어 다음 Table 5와 같이 공간밀도 정량적 

데이터와 함께 비교분석하여 보행자 시뮬레이션 분

석의 효용성을 파악하였다.

공간밀도 데이터가 음의 값(-)이 나오는 것은 밀

도분석 모듈 설계시, 대기공간에서 전체에서 가운데 

소요실의 밀도 차를 통해 데이터가 도출되도록 설정

하였다. 따라서 이는 대기공간 밀도 비교분석을 위한 

상대적인 값으로 정의한다.

공간밀도가 높은 것은 대기공간의 Queue가 길어

Table 4. Analysis of Pedestrian Model Spatial Density Graph

40 persons 60 persons 80 persons 100 persons

Spatial

Model

Alter.

ModelⅠ

Alter.

ModelⅡ

Alter.

ModelⅢ

Table 5. Analysis of Pedestrian Model Spatial Density Data

40 persons 60 persons 80 persons 100 persons

Spatial Model -0.0003 +0.0032 +0.0065 +0.0116

Alter. ModelⅠ -0.0001 +0.0026 +0.0062 +0.0115

Alter. ModelⅡ -0.0003 +0.0022 +0.0057 +0.0103

Alter. ModelⅢ -0.0002 +0.0036 +0.0042 +0.0127

Mean -0.0002 +0.0029 +0.0057 +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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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비교적 밀도가 높게 나

오는 공간을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수용인원 40명에서는 모델별로 미미한 차이를 보

였으며, -0.0002～-0.0001(Mean=-0.0002)의 값으로 

SM(density=-0.003)과 AMⅡ(density=-0.00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용인원 60명에서는 AMⅡ(density=0.0022)에

서, 80명에서는 AMⅢ(density=0.0042), 100명에서 

역시 AMⅡ(density=0.0042)에서 가장 낮은 밀도를 

보였다.

대안모델 분석을 통해 AMⅡ에서 전체적으로 공

간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미미한 차

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진찰실과 채혈실·채뇨·채변의 

공간 레이아웃 변화를 통해 타 모델에 비해 안압·안

저 청력검사실의 Queue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

론해 볼 수 있다.

전 모델들에서 안압·안저 청력검사실의 Queue가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본 병원의 안압·안저·청력검

사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검사들에 비해 수검자의 순환속도가 늦어지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대안에서 회복실, 안내 및 접수, 탈

의실(남)에서 Queue가 높게 나오는 것을 미루어 이

는 근본적인 원인인 서비스의 수의 증가와 대기공간

의 확장 등의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대기인원이 많아지는 공간은 수검자로 하

여금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있어 불만을 유발할 수 있

으므로, 수검자의 편익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과 인원의 수용성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3 소요시간 비교분석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료의 질 관리 개념은 

병원에서 제공되는 각종 진료서비스를 대상으로 측

정 및 분석활동을 수행하고 나서, 이를 기반으로 의

료서비스 제공과 정상에서 발생한 문제원인을 파악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개선하는 총체적인 활동으

로 정의된다. 따라서 질 관리 활동은 병원의 모든 활

동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단편적으로 수행되고 종결되

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영개선 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질 관리는 기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머무르지 

않으며,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료 질 관리 개념에 입각하

여 질 관리 과정중의 하나인 진료/서비스평가(eval-

uate care)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활

동을 수행하고, 공간구조 조직의 시스템상 분석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소요시간의 단축은 수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

소이며, 병원의 자원과 경영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내부환경과 공간배치변화에 따라 

소요시간이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보행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SM에서 수용인원 40명의 분석에 있어 총 소요시

간 8,468초로 대략 141분, 2시간 20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결과, 수용인원이 많아지면 통상적으로 대기

인원도 동시에 길어지므로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나 공간레이아웃 변화를 통해 수용인원 

80명의 대안모델 분석에서는 1000초 가량 소요시간

이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략 16분 정도

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총 소요시간에 비하

면 상당부분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공적인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내부환경

의 변화와 구성원들의 참여도 중요하거니와, 증거에 

Table 6. Analysis of Pedestrian Model Leading Time Data Average

40 persons 60 persons 80 persons 100 persons

Spatial Model 8,468 9,905 13,455 15,241

Alter. ModelⅠ 9,308 12,139 12,693 14,718

Alter. ModelⅡ 9,344 11,640 12,661 15,252

Alter. ModelⅢ 9,221 12,955 12,063 15,296

Average 9.085 11.660 12.718 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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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개선방안을 반영한다면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요시간은 공간레이아웃변화를 통해 수용인원 

80명(AMⅢ), 100명(AMⅠ)의 대안모델에서 단축할 

수 있었다. 인원이 많아지는 것에 비해 기존의 모델

보다 소요시간을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은 내부환경의 

레이아웃 변화를 통한 소극적인 개선에 있어서도 수

검자의 편익을 높인 일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안모델별 수용인원의 변화분석과 더불어 

병원경영적 측면에서 비용의 부분까지 함께 시뮬레

이션하는 방법을 통해 최적해를 찾을 수 있으므로,

공간적 변수에서 확장하여 추가적 실험을 통해 더욱 

실증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건강검진센터는 수요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차

별화와 전략적인 방법을 통한 병원전체의 경쟁력 확

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보행자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건강검

진센터 분석을 위하여 공간모델과 대안모델을 세가

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대기공간 밀도변화와 소요시

간의 변화의 비교하여 실증적 연구의 효용성을 파악

하였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에 따른 공간밀도 변화와 소요시간 측정

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복잡계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변화양상을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복잡계 해석의 목적은 인자들의 상호작

용을 통한 창발현상 및 자기조직화, 즉 수렴현상의 

발견에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데 큰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정 

구간에서 공간내의 에이전트 밀도가 수렴되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증적 연구를 위한 공간분

석 및 측정에 있어서도 보행자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한 효율성 평가가 객관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 히트맵으로 도식화된 

대기공간 밀집을 살펴보면, 수검자의 비율이 높은 남

성용 소요실과 비교적 사용시간이 긴 안압·안저 청력

검사실, 회복실의 서비스 수의 변화를 통해 Queue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수검자의 검

사 소요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

적·소프트웨어적 변화를 동시에 실시하여 최적의 방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번째, 공간밀도분석과 소요시간 비교분석에서 

밀도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제시와 공간레이아웃 

변화를 통해 수용인원이 증가한 80명 기준, 대략 16

분 정도의 프로세스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이를 미루어 공간배치를 바꾸는 소극적 변화를 통해

서도 공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수검자의 편익을 위한 

일종의 해결책 마련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학계에 정착되어 있던 공간구문

이론의 확장성의 측면에서 복잡계 이론의 접근을 통

해 보행자 시뮬레이션은 유동모델분석이므로, 실시

간 분석이 가능함과 동시에 인자들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더욱 발전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모델 개발에 있어 공간구문이론을 적용한 결과,

통합도가 높은 공간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공간밀도

가 높은 공간이 어느정도 일치한다는 것을 미루어 

복잡한 공간의 분석도구로 활용성이 높다는 것과 유

효성을 입증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이다.

본 연구는 공간모델에 다양한 이론 및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대안모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분석 및 데이터 도출을 목적으로하는 실증적 연

구이자 실제공간 분석을 위한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

한 것으로 대안모델이 무조건 최적의 해는 될 수 없

다.

공간구문이론이 다양한 공간분석에 활발하게 적

용되어 오고 있으나, 더욱 복잡성의 특성이 가속화되

고 있는 공간분석에 있어서 변수조절 불가, 이용절차 

등의 변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보행자 시뮬레이션은 요인변수와 공간

변수를 모두 조절할 수 있으며, 실증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도출에 있어서도 더욱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알고자 하는 데이터를 직접 설계자가 코딩하여 

추출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간구문이론의 결과

와 상당부분 상관성이 높은 지표를 도출할 수 있고,

그 결과 역시 비슷한 것을 미루어 공간구문이론의 

확장과 공간분석방법으로의 보행자 모델시뮬레이션

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변수를 오직 공간적 측면에 두고,

한 곳의 공간에 대한 대안모델과 수용인원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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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비교분석 연구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

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간밀도와 소요시간분석을 통

한 대안모델 개발과, 연구척도의 조작화를 통해 실증

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활동의 일면으로 다양한 변

수를 통해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한다면 병원경영

에 있어 투입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 더욱 

예측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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